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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하나의 화면을 가진 장치에서 원하는 여러 비디오 콘텐츠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실시간 H.264/AVC 압축 역에서의 상 합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다수 비트스트림들을 압축 역에서의 하나의 비트열으로 합성한다. 즉, 압축 역에 있는 

다수 상들의 경계면에 있는 매크로블록들에 해서 화면 내 측 모드와 화면 간 측 MVD를 다시 계산하고 

변환 오차 계수 테이블을 수정 하여 경계 매크로블록 확정하는 방법, 상의 나머지 부분에서 매크로블록 데이터

를 단순히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 진다. 실험 결과, 제안 알고리즘은 480p 크기의 4개 상을 1 에 103장 이상 

합성할 수 있어, 실시간 용의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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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novel, real-time video stitching algorithm in an H.264/AVC compressed domain is proposed. 

This enables viewers to watch multiple video contents using a single device. The basic concept of this paper is 

that the server is asked to combine multiple streams into one bit-stream based in a compressed domain. In other 

words, this paper presents a new compressed domain combiner that works in boundary macroblocks of input 

videos with re-calculating intra prediction mode, intra prediction MVD, a re-allocation of the coefficient table, 

and border extension methods. The rest of the macroblocks of the input video data are achieved simply by 

copying them. Simulation experiments have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by showing that it is able to generate more than 103 frames per second, stitching four 480p-sized 

images into eac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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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 날, 정보 기술의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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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treaming) 기술에 한 심이 많아지고 있다
[1]. 특히, 인터넷 실시간 스트리  (Internet Realtime 

Streaming), VOD (Video On Demand),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등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

들의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2], 이를 통

해, 보고 싶은 상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

게 되었다.

한, 상을 보기 한 단말 장치도 여러 종류로 확

장되고, 단말 장치의 화면 크기도 계속 커지게 되어 하

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여러 상을 시청 할 수 있게 되

었다. 따라서 홈 엔터테인먼트 (Home Entertainment) 

는 핸드 헬드 (Hand-Held) 장치와 같이 다양한 단

말기 화면에서 하나의 상만을 보는 기존의 UI(User 

Interface)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즉, 실시간 

텔 비  채   장된 동 상 등 여러 개의 비디오 

스트림 에서 보고 싶은 상들을 선택하여 동시에 

한 화면에 볼 수 있도록, 여러 상들을 실시간으로 

합성 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H.264/AVC 압축 역에 있는 상과 다

른 상을 합성하기 해서  입력 상들을 복호화하

여 픽셀 역으로 변환 후, 원하는 구성으로 합성 

상을 만들고, 이를 H.264/AVC 부호화를 통해서 다시 

압축하는 트랜스코딩 방식을 이용했다
[4-6]. 그러나, 이 

방식은 높은 복잡도로 인해 합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복잡도를 이기 해서 픽셀 역에

서 상 합성하는 신에, 압축 역에서 상들을 합

성하는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H.264/AVC의 FMO(Flexible Macroblock 

Ordering) 기술을 이용하여 압축 역에서 상 슬라

이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합성하는 기술이 제안되었으

나 이 기술의 경우 합성된 상을 복호화할 때에 반드

시 FMO 기술을 지원하는 복호기가 있어야 한다는 한

계가 있다
[7]. 한,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에 용된 경우는, 화상 

회의 응용 로그램에 용하기 하여 압축 역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비디오 스트림을 합성하는 아이

디어와 기법이 제안되었으나
[8], 복호기를 변경해야하

는 문제가 있어서, 실시간 서비스 용에는 어려움이 

있고, 압축된 동 상 내 특정 치에 다른 상을 포

함시키는 방법
[9]은, 미리 부호화 된 스트림을 생성하

기 해서는 안내 부호기(Guide Encoder)를 사용해야 

하고, 오직 안내 부호기에 의해 지정받은 치에만 

상을 실시간으로 삽입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외

에도, 여러 개의 상을 타일 형태로 가지고 있는 서

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시청 역(View Area)의 치

를 수신할 때, 시청 역에 들어가 있는 상들에 해

서만 합성하여 송하는 멀티뷰 시스템 (Multiview 

System)이 제안되었으나
[10], 이 경우도 다수의 타일 

형태로 존재하는 상들을 합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움직임 벡터 오류를 해결하기 한 별도의 재 부호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압축 역에서 다수의 

상들을 합성 하려면 합성 과정에서 이미 부호화된 비

트스트림 데이터를 이용해야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주변에 원래 없었던 상 데이터들이 생기게 되어 움

직임 측  변환 계수들의 오차등의 오류가 발생한

다. 그러므로, 압축할 당시에 안내 부호기를 사용하거

나, 비트열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H.264/AVC 표

 복호기를 수정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다. 그러

므로 이러한 제약 조건에서 벗어나 H.264/AVC 베이

스라인 로 일로 부호화 되어 있는 상들을 실시

간으로 합성하여 표  복호기를 통해서 복호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상 합성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압축 역에 H.264/AVC 베이스라

인 로 일로 되어 있는 다수 비트열을 엔트로피 복

호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각 상의 경계 

부분에 존재하는 매크로블록 정보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매크로블록들에 해서는 데이터를 복사

해서 합성 상을 만들고, 다시 엔트로피 부호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실시간 상합성 기술에 해 설명하고, Ⅲ장에서 실

험 결과  시스템 구 에 하여 설명하 다. 마지막

으로, Ⅳ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Ⅱ. 실시간 상 합성

실시간 H.264/AVC 기반 상합성 기법은 각각의 

독립된 상들을 합성하여 하나의 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미 H.264/AVC로 부호화 되어 있는 여러 

상들의 비트열에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여 하나의 

합성된 상 비트열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각

각의 상에 해 별도의 복호화 과정과 재부호화 과

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 방법에서는 먼  H.264/AVC 

포맷을 가진 복수의 입력 상에 한 비트열들에서 

각 상의 SPS(Sequence Parameter Set), PPS(Picture 

Parameter Set),  슬라이스 헤더에 한 구문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합성 상의 디스 이 형태에 

응하도록 SPS, PPS  슬라이스 헤더의 라미터와 

변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는 새롭게 설정한다. 구

문 분석과 라미터의 변경 등은 모두 압축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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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합성 기술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Video stitching block diagram. 

그림 2. 4개의 상을 합성하는 .
Fig. 2. Example of stitching four different videos.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다만 상 합성을 한 라메터, 슬라이

스 헤더에만 국한되고, 매크로블록 데이터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1에서는 상합성 기술의 기본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며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맞

춰 상합성기술이 매크로블록 복사 방법으로 동작할 

수 있다. 

매크로블록 복사 방법은 매크로블록 단 로  각 입

력 상들에 해 합성 상의 경계면에 응하는 매

크로블록에 해서는 상의 경계 확정  변환 계수

들의 오차를 수정하고, 만약, 그 매크로블록이 화면 

내 매크로블록이면 화면 내 측 모드를, 화면 간 매

크로블록이면 MVD  mb_skip을 수정한 뒤, 합성 

화면에 응하는 치에 복사한다. 상의 경계면이 

아닌 부분에 있는 매크로블록들에 해서는 합성 화

면에 응하는 치에 단순히 복사하는 작업으로 이

진다. 

2.1 화면 내 측 매크로블록 복사

H.264/AVC의 화면 내 측은 화면 내 블록간의 

화소상 도를 이용해 측 방향을 선택하여 압축한다. 

측 블록의 단 로는 휘도의 경우 × , ×  

블록 단 와 충실도 확장 규격에 따른 ×  블록 단

가 있다. 그리고 측에 이용되는 측 방향은 휘도

일 경우 9개의 모드가, ×  블록 단  측에서

는 4개의 측 모드가 존재 한다. 그 에서 각각의 

×  블록에 해 선택된 화면 내 측 모드는 복호

기에 그 정보가 달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많은 

비트 수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 한 블록

에 한 화면 내 모드는 서로 상  계가 높은 경우

가 많다. 따라서, H.264/AVC 에서는 인 한 블록의 

화면 내 모드를 재 모드와 비교해서 1비트의 

MPM(Most Probable Mode)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

가 ‘1’ 이면 MPM가 사용된다. 실시간 상합성 기술

에서 H.264/AVC으로 압축된 서로 다른 4가지 상

들을 합성하는 경우, 각 상들의 경계에서는 그림 3

의 네모박스와 같이 재 상합성을 수행 인 매크

로블록 주변으로 합성 에는 존재하지 않던 좌측(L), 

상측(U) 매크로블록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화면 내 

모드의 MPM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MPM 불일치 

문제는 클라이언트에서 재 매크로블록을 복호화할 

때 의도하지 않은 화면 내 부호화 모드 산출로, 측 

오류가 발생하여 화질 하가 일어나거나 구문 정보

가 한계 범 를 넘게 되어 복호기의 동작이 멈추는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3에서는 각 상들의 경계 부분에 있는 매크

로블록들에 해서 화면 내 모드 수정방법을 보여 주

고 있다. 상 합성으로 인해 새롭게 생성된 주  블

록을 이용해서 재 매크로블록의 화면 내 부호화 

측모드와, 재생성된 MPM을 이용해서, 재 매크로블

록의 화면 내 측모드를 재조정한다.

를 들어, 그림 2에서 회색으로 나타낸 재 매크

로블록의 화면 내 부호화 측 모드가 DC_PRED (

측 모드 2번)이고, 상 합성 과정에서 새롭게 존재하

는 좌측 매크로블록(L)의 화면내 부호화 측 모드가 

HOR_PRED ( 측 모드 1번), 상단 매크로블록(U)의 

화면내 부호화 측 모드가 VER_PRED( 측 모드 0

번)이라면, 새롭게 재생성되는 MPM은 VER_PRED

의 값을 가지게 된다. 재 매크로블록의 화면 내 부

호화 측 모드인 DC_PRED ( 측 모드 2번)는  

VER_PRED로 재생성되는 MPM보다 측 모드 번호

가 크므로, 재설정된 MPM 신에, 재 매크로블록

의 화면 내 부호화 측 모드인 DC_PRED 측 모드 

번호 2에서 1을 감소시킨 1을 엔트로피 부호화를 

한 화면 내 부호화 측 모드의 심벌로 결정한다. 즉, 

각 상들의 경계 매크로블록의 상합성으로 인해서 

MPM으로 코딩 되어 있었던 매크로블록을 복호화하

는 과정에서 기존의 MPM 때문에 화면 내 측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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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PM 재설정 기법.
Fig. 3. MPM re-calculation method.  

가 잘못 복호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 2와 같이 

네 개의 입력 상에서 각 상의 경계면에 있으며 

MPM 으로 코딩 되어 있는 매크로블록들의 경우 그 

매크로블록들에 해서 상 합성 시, 재 매크로블

록의 MPM을 합성된 상의 주변블록 모드를 가지고 

다시 구한다. 새로 계산된 MPM과 합성하기  MPM

이 다를 경우, 재 블록의 화면 내 부호화 측 모드

를 심벌로 결정하며, 이외에는 MPM 모드를 송한다. 

2.2 화면 간 측 매크로블록 복사

화면 간 측은 블록 기반 움직임 보상을 사용하여 

이 에 부호화된 하나 는 그 이상의 비디오 임

으로 부터 측 모델을 생성한다. 

각 매크로블록은 4가지(16×16, 16×8, 8×16, 8×8) 

모드로 분할 가능하다. 그 에서 ×모드가 선택

되면 매크로블록 내의 네 개의 서  매크로블록(8×8, 

4×8, 8×4, 4×4) 으로 다시 분할할 수 있다. 각 매크로

블록이나 서  매크로블록 모드에 해 독립 인 움

직임 벡터가 필요하다. 각 움직임 벡터는 반드시 송

되어야 한다. 각 매크로블록에 한 움직임 벡터를 부

호화시, 많은 수의 비트가 필요하다. 특히 서  매크

로블록 모드가 선택되는 경우, 더욱 많은 비트를 요구

하게 된다. 이때, 인 하고 있는 매크로블록들간의 움

직임 벡터는 값이 높은 연 계가 있으므로 각 움직

임 벡터는 주 에 있는 이 에 부호화된 매크로블록

의 움직임 벡터를 통해 측할 수 있으며, 재의 벡

터와 측된 벡터 사이의 차인 MVD(motion vector 

difference)를 부호화하여 송된다. 측 벡터 PMV 

(predictive motion vector)를 생성하는 방법은 움직임 

벡터와 인 한 벡터의 사용 가능 여부에 의해 결정된

다. 제안하는 실시간 상합성 기술에서 그림 3과 같

이 4 가지의 다른 상을 합성하고자 한다면, 상의 

네모박스와 같이 재 복호화를 수행 인 매크로블록 

주변으로 상합성 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좌측(L), 

상측(U), 오른쪽 (RU) 매크로블록이 생성되므로, 

이로 인해 화면 간 측 모드의 PMV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3에서 상합성 수행 , 회색 박스로 

표시된 재 매크로블록의 PMV는 좌측, 상단 주변 

매크로블록이 모두 사용 불가능하므로 zero 움직임 벡

터로 결정된다. 상 합성 수행 후, 회색으로 표시된 

재 매크로블록 기 으로 좌측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mv)를 , 상단 매크로블록의 움직임벡터를  , 

그리고 오른쪽  매크로블록의 움직임벡터를 이

라고 하면, 재 매크로블록의 PMV는 움직임 벡터 , 

 , 그리고 의 수직 방향 앙값(median)과 수평 방

향 앙값으로 결정된다. PMV 불일치 문제는 클라이

언트에서 재 매크로블록을 복호화 할시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벡터 산출로 움직임 측 오류가 발생하

여 화질 하가 일어나거나 구문 정보가 한계 범 를 

넘게 되어 복호기의 동작이 멈추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합성된 상의 경계에 치한 재 매크

로블록을 부호화하는 경우, 주변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분석하여 재 매크로블록의 PMV를 다시 계

산한다. 

그림 4에서는 각 상들의 경계 부분에 있는 매크

로블록들에 해서 PMV 수정 알고리즘의 블록 다이

어그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에 있는회색 박스로 

표시된 재 매크로블록 주변으로 새로 합성된 매크

로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

여 재 매크로블록의 PMVp을 재 생성한다.

PMVp = median(,  ,  )      (1)

MVD = mv - PMVp    (2)

수식 (1)에 재 생성된 PMVp와 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 mv를 고려하여 엔트로피 부호화를 한 

MVD를 수식 (2)에서 계산한다. 즉, 각 상들의 경계 

매크로블록 주 에 상합성으로 인해서 주변 매크로

블록의 mv 값들이 생겨 기존의 PMV 값과 PMVp 값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재 매크로블록

의 mv 값이 복호기에서 잘못 계산될 수 있다. 이를 해

결하기 해 상 합성 시에 미리 PMV 값을 계산해

서 그에 맞는 MVD를 수정하여 비트스트림에 반 시

킨다.  

H.264/AVC 의 화면 간 측에서는 이  블록과 

재 블록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값을 계산한다. SAD 정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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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계부분에 오차 발생.
Fig. 5. Error propagation of boarder area. 

그림 4. PMV 재설정 기법.
Fig. 4. PMV re-calculation method.

반으로 이  블록과 재 블록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경

우 skip mode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skip mode

로 결정된 블록은 움직임 벡터가 없다.  매크로블록

마다 skip mode flag가 설정된 것이 아니고  mb_skip 

값으로 몇 개의 매크로블록을 skip 할 것인지 길이 부

호화로 설정되어 있다. 제안하는 실시간 상합성 기

술에서 그림 2와 같이 서로 다른 4가지 상을 합성하

고자 한다면, 상 1 의 매크로블록들의 래스터 주사 

순서로 되어 있는데 상 1과 상 2가 합쳐질 때, 

상 1의 첫 번째 에서 두 번째 까지 skip 매크로블

록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래 mb_skip 값을 복호

기에서 읽을 경우 상1의 두 번째  아닌 상2의 

첫 번째 의 앞에 있는 매크로블록들을 skip 매크로

블록으로 잘 못 복호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을 

합성하는 단계에서 각 상의 skip 매크로블록들의 수

를 뜻 하는 mb_skip 값이 다른 상의 경계를 넘어가

지 않도록 원래 상의 가로 매크로블록 수랑 비교해

서 넘어 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상에 있도

록 mb_skip 값을 재 설정해 다.

2.3 상 경계 확정

H.264/AVC 표 으로 되어 있는 상들을 합성을 

하게 되면, 아래 그림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 

상의 경계면 부분에서 화면 깨짐 상이 발생한다. 이

는 첫째, 합성 과정에서 합성된 상을 직  부호화하

지 않고 이미 부호화된 비트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

문에 최종 합성 상을 합성되기  각 상의 부호화 

환경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 

H.264/AVC의 표  화면 내 측에서, sub-pixel MV

가 요한 요소이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마지막

으로 화면 간 측에서는 상의 경계에 있는 매크로

블록들 경우에는 좌측(L), 상측(U), 오른쪽 (U R)에 

매크로블록이 없을 경우에 그 값을 128로 채워서 계

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깨짐 상을 막기 

해서, 합성하고자 하는 각 상을 이미 특정 값으로 

채워져 있는 패딩 매크로블록을 통해 상을 확장시

킨다. 확장된 패딩 매크로블록을 상합성 시에 각 

상의 경계면을 따라서 복사해 다.   

2.4 변환 계수들의 오차

마지막으로, H.264/AVC 에서 변환 계수들의 오차 

블록은 CAVLC을 사용하여 부호화한다. CAVLC는 

최근에 부호화된 벨의 크기에 따라 벨 라미터

를 한 VLC look-up을 선택해서 재 매크로블록의 

변환 계수들을 부호화한다. VLC에는 체 계수인 

TotalCoeffs, 0 이 아닌 coeff_token 와 ±값의 갯수 

TrailingOnes 심볼들이 있다.  를 들어, ×  블록

에 한 coeff_token 을 부호화하는 경우, 4개의 

look-up 테이블, 3개의 가변길이 코드 테이블 그리고 

하나의 고정길이 코드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테이

블은 이 에 코딩된 좌측(Left), 상측(Upper)에 있는 

블록에 존재하는, 0 이 아닌 계수에 의해 선택되는데, 

그림 3과 같이 4개의 상을 합성할 경우 회색 박스로 

표시한 재 합성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의 좌측, 상

측에 있는 매크로블록이 기존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될 수 있다. 즉, 각 상들의 경계 매크로블

록 주 에 상합성으로 인해서 주변에 매크로블록들

이 생기므로, 미리 테이블을 수정해 주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복호기에서 합성된 상에 해서 잘못

된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eff_token을 잘못 

복호화 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압축 역에 있는 다수 상들을 합

성할 때 상 임 구조에 따라 상의 경계 매크로

블록에서 수정하는 부분들을 보여 주고 있다. 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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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 method H.264/AVC Baseline

Test sequences

big_buck_bunny

digital_media_primer_for_geeks

elephants_dream

sita_sings_the_blues

Rate controller fixed(qp = 32)

Frame rate 30

Level idc 4.2

Video format

4:2:0

Luminance 

(352×288 / 720×480) 

Chrominance 

(176×144 / 360×240)

Number of frames 10,000

표 1. 실험 상  조건
Table. 1. Test sequences and conditions

Input 

Stream 

# 

fps
Average

CPU(%)

CIF

(fps)

480p

(fps)
CIF 480p

Proposed 

method

2 918.27 285.1 12.2% 12.4%

4 360.81 103.01 12.4% 12.4%

FFMPEG
2 120.1 42.2 77.5% 84.5%

4 79.2 22.3 78.8% 86.4%

표 2. 속도, CPU 유율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speed and CPU 

그림 6. 각 화면에서 수정하는 매크로블록들.
Fig. 6. Macro-Blocks modified in each frame.

블록 복사 방법은 상의 경계 부분에서만 필요한 값

을 계산하고 수정하며 나머지 역에서는 매크로블록 

데이터를 단순히 복사하여 합성이 이 진다.     

Ⅲ. 실험 결과  시스템 구

이 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한다. 

성능 평가 수행을 해 사용된 컴퓨터 사양은 다음과 

같다. 

CPU : Intel i7 2.7Ghz

RAM : DDR-3 4GB  

성능 평가하는 데 사용한 상 시 스는 총 4가지

이며 2가지 해상도를 가진 상을 여러 개의 모양으

로 합성하여 출력 상을 만들었다.

성능 평가 기 은 제안하는 실시간 상 합성 기술

을 실행했을 때와 픽셀 역에서 성 합성하 을 때

의 평균 CPU 유율과 당 임 이트 (fps)를 측

정하여, CPU 유율을 비교했다. CPU 비교 값은 8개

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CPU에서 각 코어의 유율을 

합이 100% 되게 변환한 값이다. 픽셀 역에서 합성

하는 과정과 비교하기 해서 상 변환 로그램으

로 리 사용되는 FFMPEG 2.0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하나의 CIF 상을 복호화해서 4CIF 크기로 부호화

하는 방식으로 비교 상을 만들었다. 제안 알고리즘

은 JM 17.2 소스를 바탕으로 작업 했다. 표 1에서는 

테스트 시 스들의 테스트 조건들이다. 제안하는 합성 

방법으로 합성된 상은 하나의 슬라이스 헤더를 가

진 하나의 슬라이스 데이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QP

가 동일해야 한다. 실험 상들은 QP를 32로 설정한 

상들이다. 

표 1에서는 상 합성의 속도를 평가하기 해서 4

개의 H.264/AVC 상을 상 합성한 결과이다.

표 2는 각각 CIF(×), 480p(×) 

해상도를 가진 상 2개와, 4개를 이용해서, 제안하는 

상합성 방법과 픽셀 역에서 합성할 때의 

fps(frame per seconds) 측정값과, 평균 CPU 유율

을 보여 주고 있다.

픽셀 역에서의 상 합성 방법 이용시, 2개의 

CIF 상을 합성했을 경우의 속도는 120.1fps, 2개의 

480p 상을 합성했을 경우에는 속도가 42.2fps이고, 

평균 CPU 유율은 CIF 상인 경우는 77.5%, 480p 

상일 경우에는 84.5%이다. 반면 제안하는 상 합

성 방법으로 2개의 CIF 상을 합성하는 때의 속도는 

918.27fps, 2개의 480p 상을 합성하는 경우에는 속

도가 285.1fps 이고, 평균 CPU 유율은 CIF 상인 

경우는 12.2%, 480p 상일 경우에는 12.4%이다. 즉,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에 픽셀 역에서 합성 보다 속

도 면에서는 480p 상 2개 합성할 때에는 6.7배 가

까이 향상된 성능을 보이고 CPU 유율 측면에서도 

6.8배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보인다.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4개의 CIF 상을 합성

하 을 때는 속도가 360.81fps이고, 4개의 480p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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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 합성 결과(2개, 4개, 8개 상)
Fig. 8. Result of video stitching(2, 4, 8 video)

그림 7. 다수 상 속도 실험 결과
Fig. 7. Multiple video test result of speed

을 합성하 을 경우에는 속도가 103.01fps로 나온다. 

이는 픽셀 역에서의 합성 때보다 각각 4.5배, 4.6배

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한 평균 CPU 유율은 각

각 6.3배, 6.9배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4개의 480p 상을 픽셀 역에서 합

성하면 22.3fps으로서, 실시간으로 합성할 수 없는 반

면에 제안하는 방법은 103.01fps 충분히 실시간으로 

합성 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개의 상을 합

성하는 것보다 4개의 480p 상을 합성하는 것이 속

도 측면으로 볼 때, 2.7배 정도로 속도가 느린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한 FFMPEG 은 멀티코어를 사용하여 병렬 처리

로 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CPU 유율이 77% 이상 

나오는 것은 코어를 6개에서 7개 까지 사용하고 있다

는 것이다. 반면에 제안 하는 방법의 CPU 유율은 

12.5% 이하로 나오는 것은 코어 1개에서 동작하고 있

다. 그러므로 앞으로 상 합성 방법을 멀티코어를 이

용하는 병렬 처리로 코딩 하면 더 좋은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7에서는 CIF 크기를 가진 입력 상을 6개에

서 20개까지 입력으로 받고 합성한 속도를 fps으로 보

여 주고 있다. 입력 상 배치는 20개 상일 경우에

는 가로 5, 세로 4개 상이 있을 수 있도록 배치하

으며 출력 상 크기는 1760×1152로, CIF 20개 

상을 합성하는 경우, 속도는 62fps 이며, 출력 상 크

기가 HD(×)보다 크므로,  HD 상을 출

력 상으로 내보내는데 실시간으로 충분하다. [그림 

8]에서는 2개, 4개, 8개의 상 합성을 하여 나오는 결

과 상이다. 합성된 결과 상에서  각 상들의 경

계 면에 있는 라인은 앞서 II장에서 설명한 경계 확장 

매크로블록들이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서 압축 역에 있는 상들

의 경계면에 존재하는 매크로블록들에 해서 화면 

내 측모드, 매크로블록 복사, 화면 간 측 매크로

블록 복사, 상 경계 확장, 변환 계수드의 오차 수정 

방법으로 상합성시 발생하는 오류들을 발생하지 않

게 했다. 각 방법들에서는 나 에 복호기에서 합성된 

상의 원래 입력 상의 경계면에 존재하는 매크로

블록들 해서는 원래 심벌 값으로 복호화 할 수 있게 

미리 수정했다. 수정 된 값은 합성하기   입력 상

의 원래 심벌 값과는 다를 수 있지만 복호기에서는 원

래 값을 복원 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상들을 합성 하는 과정에서 화질 하가 발

생하지 않다. 그 지만, 각 상의 크기는,  원래 상 

크기 보다 평균 3.5 % ~ 4 % 정도로 증가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압축 역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따

라 다수 상들을 실시간으로 합성하는 새로운 상

합성 기술을 제안했다. 압축된 입력 상들에 해 

상의 경계면에 해서는 값들을 미리 수정, 추가하고, 

상의 나머지 부분에 존재하는 매크로블록들은 단순

히 복사하는 복잡도 낮은 작업 과정들로 구성되어져, 

픽셀 역에서 합성하는 것 보다 4배 가까운 속도향

상을 가지고 온다. 실험 결과에서 보다시피 낮은 복잡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4개의 다른 상을 합쳐 HD 

상을 실시간으로 합성할 수 있으며, CPU의 유율

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 서버에서 동시 다발 으로 

여러 사용자에게 서비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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